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i 

 

 

공학 석사학위 논문  

  

기업의 혁신 루틴이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  

- 휴대폰 산업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Firms’ Routine on Evolution of Product 

: Focusing on Mobile Phone Industry  

 

2014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윤   정   섭  



ii 

 

기업의 혁신 루틴이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  

: 휴대폰 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irms’ Routine on Evolution of Product 

: Focusing on Mobile Phone Industry 

 

지도교수 이정동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윤     정     섭  

 

윤정섭의 공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 년 2 월  

위 원 장      박    하    영   (인) 

부위원장      이    정    동   (인) 

위    원      백    철    우   (인) 



iii 

 

초   록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루틴을 보유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기업과 소비자

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화한다는 논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위자

기반모형을 활용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산업은 휴대폰 산업이며, 휴대폰 산업에는 서로 다

른 혁신 루틴을 보유한 기업들 -모방집중기업, 점진적혁신집중기업, 급진적혁

신집중기업, 그 외 일반기업- 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휴대폰 

산업의 소비자 효용을 판단하기 위해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논리를 도출하

였다.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각 기업의 진입전략은 동일하지만 혁신 루틴이 다

른 경우에, 제품진화가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집중기업과 

점진적혁신집중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하고, 진입시점부터 꾸준한 경쟁을 통

해 혁신과 모방을 수행하며 제품진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품진화과정에서 새로운 제품특성은 급진적혁신집중기업에 의해 도입되

며, 도입된 특성들의 진화는 주로 모방집중기업과 점진적혁신집중기업에서 발

생되었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새로운 제품특성을 도입할 때보다 기존의 특

성을 향상시킬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방집중기업과 점진적

혁신집중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품의 생존과 진화는 경제체계가 선택한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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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혁신 루틴이 반영된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이 경쟁기업들의 생

존과 퇴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기

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 그리고 시장정책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제품진화, 혁신 루틴, 행위자기반모형 

학  번 : 201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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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품진화에서의 진화는 생물진화와 유사하게 제품 간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선택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돌연변이와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제품을 발생시키

는 것이다 (Ziman, 2000). 생물진화에서 생물은 스스로 변화하는 주체이지만, 

제품진화에서 제품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진화는 제품을 생산

하는 주체인 기업에 의해 발생하며, 기업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제품

을 진화시킨다. 요약하자면, 제품진화는 제품이 속한 생태계의 두 행위자인 

기업과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은 기업의 고유한 속성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 따라서 각 기업의 ‘루틴’이 제품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루틴은 진화경제학에서 기업의 유전자로 여겨지는 개념으로 기업의 신

제품개발전략, 혁신전략, 사업전략, 인재확보 전략 등에서 나타난다 (Nelson 

& Winter, 1982). 각 기업은 루틴을 기반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즉, 기업들은 경쟁시장에서 루틴이 반영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수익창출은 기업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한다.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고 선택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

한 제품은 도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외면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제품성

능 개선이나 혁신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에 외면당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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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기업은 루틴을 반영한 제품을 출시

하고, 출시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한다. 소비자의 평가는 기

업의 문제해결프로세스의 핵심인 루틴에 반영된다. 이러한 반복 과정에서, 기

업들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진화를 발생시키고 제품진화의 방향

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루틴이 반영된 기업의 전략들 가운데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전략은 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는 혁신, 다른 기

업의 제품의 특성을 복제하여 자사 제품에 도입하는 모방, 제품의 변화 없이 

기존 제품을 출시하는 유지 등이 있다 (Beckenbach et al., 2012). 제품진화

에서 혁신은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는 급진적혁신과 기존 특성의 수준이 향상

되는 점진적혁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 (Fontana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을 급진적혁신, 점진적혁신, 모방, 유지전략으로 나

누어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진입전략을 살펴보면, 기업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선발자 

전략’과 안정된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선발자 전

략을 채택한 기업은 후발기업의 진입시기 이전까지 시장점유율이나 혁신의 전

유성 등과 같은 이점을 향유한다. 후발기업은 선발기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기술 모방으로 선발기업을 추격하거나 혁신을 통해 선발기업의 기술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을 취한다.  

기업의 진입전략과 신제품개발전략을 결합하여 성공적인 기업의 전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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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들은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등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기업의 시장경쟁력 또는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므

로 제품단위에서 기업의 혁신 루틴에 의해 발생하는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

략,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모두 반영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Ma & 

Nakamori, 2005)1. Ma & Nakamori (2005)가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여 제품진화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기업의 제품생산의사결정과 소

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논리는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업의 루틴이 반영된 전략들에 의해 제품이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소비자

의 의사결정에 의해 제품이 선택되는 논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루틴을 가지는 기업들에서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

의 선택에 의해 생존 또는 도태하는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 논리를 행위자 기

반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휴대폰 산업의 소비자 효용을 판단할 수 있는 휴

대폰의 헤도닉 계수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논리를 보완하였다. 도

출된 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의 루틴에 의해 나타나는 신제품개발전략이 다르

고, 기업들의 진입전략이 동일할 때, 더 향상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출현한

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업의 제품출시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제품의 진화는 경제체계가 선택한 결과이며, 모방이나 혁신전략과 같은 기업

의 신제품개발전략이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의 생존과 퇴출에 영향을 미

                                            

 

 
1 Ma & Nakamori (2005)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 선택과 소비자의 의사결

정으로 볼 수 있는 환경적 선택을 융합한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두 개념을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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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 그리고 기업

에서 다루어야 할 시장정책과 정부에서 수립해야 할 기업 지원정책을 도출하

였다.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이 활용된 배경과 시뮬레이션 과정들에 대해 다루

며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조건들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휴대폰 산업을 대상으

로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특성의 진화경향, 판매량 변화 추

이, 그리고 시장환경에 따른 제품진화의 변화양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 과

제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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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제품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를 기존연구들을 통해 고찰하고, 혁신 및 모방과 진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다. 다음으로 기업의 루틴과 루틴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전략들 중, 신제품개

발전략과 진입전략을 살펴본다. 특히, 진입전략을 토대로 선발기업이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의 이점을 넘어서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전략을 신제품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통해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이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진화프

로세스에서 기업의 전략선택이 기업의 생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제품

진화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2.1 제품진화의 중요성 

제품진화는 생물진화와 유사하게 제품 간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선택되는 제

품을 선별하고 돌연변이와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제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Ziman, 2000). 제품진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제품혁신은 경쟁환경

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제품의 다양성과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Oslo Manual, 2005).  

기업들은 제품혁신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며 새로운 시

장을 탐색하며 (Oslo Manual, 2005), 제품혁신은 기업의 성장동력인 기술변

화를 야기하여 시장선도자로써 기업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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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y & Tellis, 1998; Christensen, 1997; Sood & Tellis, 2005). 이처럼 

제품혁신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적인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생존율을 가진다 (Cefis & Marsili, 2005; Cefis & Marsili, 2006; 

Fontana & Nesta, 2009).  

제품혁신을 제품진화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신제품은 기업의 점진적혁신과 

급진적혁신에 의해 출시되므로 기업의 제품혁신의 결과로 진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Orihata & Watanabe, 2000). 제품혁신과 제품진화는 기업이 시

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므로 제품혁신과 제품진화는 유사

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파급효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

업의 생존이나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혁신과 제품진화를 연구

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제품진화연구는 제품이 발전하여 변하는 산업의 동

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혁신, 모방, 그리고 제품진화 

혁신, 모방, 제품진화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

들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Garcia & Calantone, 2002), 모방은 

가장 진보된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wai, 2000; Nelson & 

Winter, 1982). 또한 제품진화는 “제품 전체 또는 부분이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크기, 모양, 재질 등 제품의 특성과 용도의 결과가 더 이상 

과거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홍구, 2001)”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 특히 제품진화는 기업의 루틴이 반영되어 출시된 제품들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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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작용하여 환경에 선택되는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가장 우수한 제품은 경쟁기업이 다음 세대의 제품을 출시할 

때 모방하는 제품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는 가장 우수한 제품의 유전자

가 다음 세대에 유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진화와 관련된 연구는 이홍구 (2001), Alkemade et al. (2009), Coad 

(2009), Khanafiah & Situngkir (2006), Kirsh (2006), Ma & Nakamori 

(2005), Meyer and Utterback (1992), Windrum et al. (2009) 등이 있다. 

Khanafiah & Situngkir (2006)는 노키아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여 휴대폰의 

진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휴대폰의 출시연도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진화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진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

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품진화를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는 천하봉 

(2009), Iwai (2000), Ma & Nakamori (2005) 등이 있다. 특히 Ma & 

Nakamori (2005)는 제품의 진화논리를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행위자는 기업과 소비자로 설정하였으며, 기업은 제품의 설계요소만 고려

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만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Ma & Nakamori 

(2005)는 제품진화에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기업

의 선택이나 소비자의 선택은 랜덤하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두 행위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제품진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제품혁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

나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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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slo Manual, 2005).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기업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거나 더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한다.  

제품진화에서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방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진화적 관점에서 모방은 제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Alchian, 

1950; Nelson & Winter, 1982) 복잡한 시장환경에서 제품이 선택되고 퇴출

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Frenken, 2006). 모방이 제품진화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모방은 지속적으로 모방에 성공하는 기

업의 제품이 선택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Rivkin, 2000). 결과적으로 모방전

략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혁신과 모방을 통해 제품진

화와 기업의 생사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품은 기업이 가지

는 루틴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루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3 기업의 루틴 

루틴은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의 행동패턴을 의미하며 기업의 유

전자라고도 볼 수 있다 (Nelson & Winter, 1982). Nelson & Winter (1982)

가 정의한 루틴은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루틴부터 고용에 필요한 절차들, 새

로운 발명품에 대한 우선순위선정, 연구개발(R&D), 제품다각화나 해외투자유

치를 위한 사업전략 등을 포함한다. 기업의 루틴은 생물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과 같이 유전되는 특징을 가지며 (Nelson & Winter, 1982), 기

업의 현재 루틴은 기업들이 이전에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결정된다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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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1982; Cohen et al., 1996). 또한 기업의 루틴은 다른 기업이 모방

할 수 없는 기업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Dierickx & Cool, 1989; 

Day, 1994). 즉, 기업의 루틴은 기업이 시장에서 겪은 바를 바탕으로 축적되

며, 기업의 전략은 루틴을 토대로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루

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루틴들 중, 혁신 루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기업의 혁신 루틴이 반영되어 수립되는 전략들 중 신제품개발전략과 진

입전략이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기

업의 루틴을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에 대해 연구하였던 것과 달리 (Nelson & 

Winter, 1982; Penrose, 1995; Dosi & Nelson, 2010) 기업의 혁신 루틴이 

반영된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진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사를 살펴본다.  

 

2.4 신제품개발전략 

신제품개발은 기업의 혁신 루틴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Danneels, 2002). 기업은 혁신 루틴을 기반으로 신제품개발전략을 수

립한다. 신제품개발단계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혁신/모방/유지 전

략이 있다 (Beckenbach et al., 2012). 혁신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

며 (Garcia & Calantone, 2002), 시장에 새로운 것(new to the market), 세

상에 새로운 것(new to the world), 개발사에게만 새로운 것(new to the 

firm)으로 구분된다. 혁신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Garc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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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ntone, 2002), 본 연구에서는 혁신을 기업관점에서 수행결과물의 수준과 

효과에 따라 급진적혁신과 점진적혁신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제품혁신에서 

급진적혁신은 특성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진적혁신은 특성의 ‘수

준’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Fontana et al., 2009). 소비자의 만족도 측면

에서 두 가지 혁신의 정의를 살펴보면, 급진적혁신은 기술이 완전히 새로우며 

소비자 욕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진적혁신은 기술 수준의 변화

가 적으며 소비자 욕구의 만족도도 낮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Chandy & 

Tellis, 1998). 이처럼 혁신은 결과물의 신규성과 결과물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도의 변화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모방은 경쟁 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

는 것을 의미한다 (Fontana et al., 2009).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혁

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은 모방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기도 

한다. Rivkin (2000)은 기업이 모방전략을 통해 시장의 선도기업이 되려면, 

기업은 모방에 지속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 모방전

략만을 수행하고 매 기 모방에 성공하여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는 제품을 꾸

준히 출시한다면, 결국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과 견줄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Frenken, 2006).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혁신과 모방 

기업의 전략선택에서, 혁신전략과 모방전략 선택의 차이는 위험감수율의 크

기에 있다 (Beckenbach et al., 2012). 위험감수율은 기업의 혁신 루틴에 의

해 결정된다. 위험감수율이 높은 기업은 혁신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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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기업은 모방전략이나 기존 제품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

이 높다 (Beckenbach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전략을 급진적혁신집중, 

점진적혁신집중, 모방집중, 유지집중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급진적혁신을 발생

시키는 것은 모방이나 점진적혁신보다 어렵지만, 소비자의 효용의 증가를 고

려하면 그 효과는 점진적혁신이나 모방에 의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보다 더 크

다. 그러나 급진적혁신의 발생빈도보다 점진적혁신의 발생빈도가 더 높기 때

문에 결국에 점진적혁신율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 제품을 생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방보다 급진적혁신 혹은 점진적혁신에 의해 

출시된 제품의 소비자효용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모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

는 기업은 급진적혁신과 점진적혁신을 수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업들보다 

낮은 시장점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방전략에 집중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은 급진적혁신전략을 집중

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

다. 급진적혁신을 수행한 이후, 제품의 성능향상이나 경쟁기업의 우수한 제품

을 모방하지 않으면, 급진적혁신의 결과물로 인한 시장우위를 모방전략에 집

중하는 기업이나 점진적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에게 내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

다.  

 

2.5 선발자 전략과 후발자 전략 

기업의 루틴이 반영된 시장진입전략은 크게 선발자 전략과 후발자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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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선발자 전략을 택한 기업은 불확실성을 감수

하고 초기 시장에 진입하려는 루틴을 가진 기업이다. 선발기업은 새로운 기회

를 포착하여 시장선도자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기술적 주도권

(technological leadership), 자원, 투입요소, 지역, 시장선점효과, 소비자 전

환비용 등에 대해 우위를 가진다 (Lieberman & Montgomery, 1988; Porter, 

1985). 선발기업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통

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수행하거나 초기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한다 (Lieberman & Montgomery, 1988).  

반면에 후발기업은 선발자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시장전략을 모방하는 등 무

임승차효과, 시장불확실성 감소,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제품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우위를 취할 수 있다 (Porter, 1980; Robinson & 

Fornell, 1985; Schnaars, 1994).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후발기업은 기술혁

신, 선발기업의 기술모방 전략을 통해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Lieberman & Montgomery, 1988; Porter, 1980).  

 

2.6 진입전략에 따른 신제품개발전략 수립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을 결합하여 고려해보면, 모방전략의 비

중이 높은 기업은 선발기업의 제품을 비교적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며, 그보다 

효용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혁신 중 점진적혁

신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은 선발기업의 제품특성을 모방하였을 때, 그보다 

효용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혁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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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급진적혁신은 발생확률도 낮

으나 급진적혁신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시장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점진적혁신과 모방이 후발기업의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혁신적인 후발기업은 비혁신적인 후발기업과 선발기업보다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므로 (Shankar et al., 1998) 점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후발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선발기업을 추월하는데 더 쉬울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점진적혁신에 집중하는 후발기업은 제품진화를 주도하여 

향후 시장 선도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 연구

에서는 점진적혁신집중전략을 채택하는 후발기업이 제품진화를 주도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것을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장구조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제품진화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도출하고, 제품진화와 기업의 루틴의 

관계를 밝힌다. 

 

가설: 점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후발기업은 제품진화를 주도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함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두 행위자인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행위자기반모형 활용하였다. 행위자기반

모형은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행위자, 행위자와 환경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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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3요소를 토대로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Macal and North, 

2010) 행위자간의 경쟁관계나 협업관계,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을 고려한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다 (Ma and Nakamori, 2005; Macal and 

North, 2010). 제품진화알고리즘은 진화알고리즘을 행위자기반모형에 적용하

여 수립되었으며, 본 모형에서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과 사업전략은 기업의 

루틴과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수립된다 2 .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제품을 구매하며 가장 많은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은 

제품은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된다. 본 모형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

정논리로 정의되었다3.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의 근간이 되는 행위자기반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제

품진화모형에 적용된 세부알고리즘들에 대해 설명한다. 제품진화모형 시뮬레

이션의 초기 조건과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모델들에 대해 설명한다.  

 

3.1 행위자기반모형 

행위자기반모형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행위자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Macal & North, 2012). 기본

적으로 행위자기반모형은 행위자, 환경, 모형에 존재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로 

                                            

 

 
2 김여근 (2011), 문병로 (2009), 조성배 (2002)의 진화알고리즘을 활용하였음. 
3 헤도닉가격모형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제품의 잠재가격을 도출하고 제

품의 특성으로부터 소비자의 효용을 도출하기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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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행위자기반모형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정의되고, 이들간의 관계에 따라 시스템이 변화하는 현상을 규명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용된 행위자기반모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학

에서 행위자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

경은 시장으로 정의된다 (Beckenbach et al., 2012; Orihata & Watanabe, 

2002; Ma & Nakamori, 2005). 기업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인 제품이 시장

에 출시되면, 소비자는 효용을 평가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즉,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제품이 중요한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소

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의 결과물인 기업의 이익으로만 판단하여 기업을 중

심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Beckenbach et al., 2012).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지만 (Ohori & Takahashi, 2012), 제품의 진화를 

반영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판단하여 모형을 수

립하였다. 제품의 진화를 고려한 연구는 기업의 측면만 고려하여 구조적 선택

(constructional selection)만 보는 연구도 있었으나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

용에 의한 제품진화, 즉 구조적 선택과 환경적 선택(environmental 

selection)을 모두 고려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Ma & Nakamori, 2005)4.  

                                            

 

 
4 구조적 선택은 제품진화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적합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생하

는 진화는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Frenken, 2006; Ma & Nakamori, 2005), 환경

적 선택은 시장환경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제품진화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함 (Ma 

& Nakamor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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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선택과 환경적 선택을 모두 고려한 행위자기반모형 관련 연구가 제

품진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명시

하지 않고 단순히 랜덤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제품진화모형이라

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더불어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 결과로 다음 

세대의 모방대상이 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표현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이 제품진화에 반영되는 것을 명확히 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선택과 환경적 선택을 고려한 행위자기반모형

을 설계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논리도 명시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의

사결정 –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 – 

에 의해 제품이 진화하는 논리를 살펴본다.  

 

3.2 제품진화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품진화모형의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시

뮬레이션의 초기 조건을 입력한다. 초기 조건에는 시뮬레이션 수행 기간(T), 

시뮬레이션 반복수(REP), 제품의 특성 수(n),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J)

와 소비자의 수(C) 등이 포함된다. 초기 제품은 랜덤으로 생성되며, [g1, g2, 

… , gn]과 같은 유전자 배열로 표현된다.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헤

도닉가격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다. 헤도닉가격모형은 선형모형, 로그모형, 반

-로그모형 등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형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소비자들은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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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수량이 소진되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다음으로 높은 제품을 차선으로 구

매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의사결정에 의해 제품들은 효용이 높

은 순서대로 판매된다. 모든 소비자들의 제품구매가 끝나면, 기업들은 가장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제품 생산량을 

결정한다. 제품 생산량은 제품 판매량(Salesj,t)과 같으며, 가장 우수한  제품

을 생산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제품 생산량은 가장 우수한 제품이 

품절된 시점(SalesTimedom,t-1)과 해당 기업의 제품이 품절된 시점

(SalesTimej,t-1)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반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

산한 기업은 다음 세대에 나머지 기업들의 감산량만큼 증산할 수 있다. 즉,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며, 나머

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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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품진화모형 순서도 

 

기업의 혁신 루틴은 차기 제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반영된다. 기업의 루

틴을 확률로 표현한 혁신율과 모방율에 근거하여 제품특성의 변화가 발생한다

5. 기업들은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고, 자사 제품의 기능보다 우수

                                            

 

 
5 모방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기업의 혁신역량이나 자본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혁신율과 모방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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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자사의 차기 제품에 탑재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j의 특성i에 대한 

모방율(imi_ratej,i)이 임의로 생성한 확률(rand_imi_ratej,i)보다 크면, 모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정한 특성에서 모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특성(gj,i)이 가장 우수한 수준(gdom,i)이 되면, 해당 특성에서는 점진적혁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점진적혁신도 모방과 마찬가지로 기업j의 특성i에 대한 점

진적혁신율(inc_ratej,i)과 임의로 생성한 확률(rand_inc_ratej,i)을 비교한 후, 

조건에 부합하면 점진적혁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급진적혁신은 산업에

서 제품특성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 즉 제품의 해당특성(gj,i)이 0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기업j의 특성i에 대한 급진적혁신율(rad_ratej,i)이 임의

로 생성한 확률(rand_rad_ratej,i)보다 크면 급진적혁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았다. 다음세대의 제품은 이러한 제품혁신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며 시장에 

출시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초기에 입력

한 반복수(REP)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되는 반복수(r)와 동일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종료 조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제품의 판매량과 제품의 

특성을 유전자코드로 변형한 데이터를 도출하며 시뮬레이션을 종료한다.  

 

3.2.1 생물진화와 제품진화 비교 

제품진화모형의 논리는 생물진화논리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표 1)을 통

해 생물진화와 제품진화의 유비관계를 살펴보면, 두 진화 개념의 공통적인 특

징으로는 생물진화와 제품진화에서 개체와 환경은 공진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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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an, 2000; Jablonka & Ziman, 2000). 또한 생물진화에서 유전형과 표현

형의 관계는 유전자에 의한 외형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표현되며 제품진화에서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는 기업이 설계한 제품특성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

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Jablonka & Ziman, 2000; Ma & Nakamori, 

2005).  

 

  (표 1) 제품진화와 생물진화 비교 

 
제품진화 생물진화 

공통점 개체와 환경이 공진화함 

차이점 

원인 기업의 이익창출 수명연장 

환경 시장 자연 

유전자 기술적 특성/서비스 특성 유전형/표현형 

진화 의도가 반영 랜덤하게 발생 

변이 혁신 돌연변이 

 

한편, 생물진화와 제품진화 사이에는 진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환경, 유전자, 

진화와 개체의 변이가 발생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생물이 진화하는 

원인은 환경에 대한 적합도(fitness)를 높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홍

구, 2001). 생물진화는 자연에서 피식자와 포식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랜덤하

게 발생하며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재조합 등을 통해 돌연변이를 발생시킨

다. 반면에 제품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을 수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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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진화가 발생한다. 이 때, 기업은 기술적 특성을 향상

시키며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특성은 생물의 유전형과 표현형으로 묘

사될 수 있다 (Saviotti & Metcalfe, 1984; Frenken, 2006). 이와 같이 제품

진화는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고, 발생하는 환경이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므로 본 연구의 제품진화알고리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과 기업의 혁신전략에 의한 제

품의 진화와 제품의 진화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진화규칙을 설

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로 가정하였으므로 소비

자는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다음 세대의 제품을 생산할 

때,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결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선택을 고려하여 제품의 진화가 발생할 

때, 제품의 성능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2) 제품진화모형의 진화규칙 

규칙 설명 

선택 
-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된다.  

- 소비자 효용이 가장 높은 제품이 모방 대상 제품으로 선택된다. 

진화 

방법 

- 제품진화는 혁신(돌연변이)에 의해 주도된다. 

- 돌연변이는 급진적혁신 점진적혁신으로 분류된다. 

- 급진적혁신이 발생할 때, 제품에 새로운 특성이 추가된다. 

- 점진적혁신이 발생할 때, 제품의 기존 성능이 향상된다. 

방향성 - 제품진화는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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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에 존재하는 두 행위자 중, 기업은 제품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정의된다. 기업은 경쟁기업의 특성을 모방 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혁신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항상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제품을 

진화시킨다. 이는 제품의 진화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구조적 선택이 발

생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다양한 신제품개발전략 중 두 가지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기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는 급진적혁신이

다. 본 연구의 제품진화모형에서 급진적혁신은 존재하지 않던 특성들이 추가

되어 제품의 활용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0년

대의 휴대폰에 카메라기능이 새로 추가되는 것과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기존 휴대폰에 없던 OS와 다른 차원의 AP칩셋성능이 추가된 것이다. 두 번

째는 기존 제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점진적혁신이다. 

본 연구에서 점진적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들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산업에서 AP칩셋의 성능이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로 

향상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제품혁신이나 모방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유지’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애플

(Apple)에서 1년주기로 새로운 아이폰(iPhone)시리즈를 출시하는 것이다. 3

분기 동안 제품혁신이나 모방이 발생하지 않고, 4분기가 되어서야 새로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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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전략은 유지, 모방, 급진적혁신, 점진적혁신, 총 네 가지 전략이다.  

 

3.2.3 소비자의 의사결정 

소비자는 제품을 평가하고, 평가한 제품들 중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을 선

택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품특성에 기초한 소비자의 효용 추정은 헤도닉가

격모형(Griliches, 1961)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헤도닉가격모형은 제품특성의 

수치에 제품의 가격을 회귀시켜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자동차

(Griliches, 1961; 이정동 외, 2002), 컴퓨터(Berndt et al., 1995; 이정동 외, 

2002), TV (Ioannidis and Silver, 1999)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최진규 

외, 2009)등 다양한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헤도닉 계수에 의

해 계산된 효용을 근거로 소비자는 매 기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외

면한 제품의 판매량은 감소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효

용이 높은 제품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효용이 낮은 제품은 가장 늦게 판매

된다.  

소비자는 가장 효용이 높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차기에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차기에 유지, 점진적혁신전략, 급진적혁신전략 중 하나

를 택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은 일차적으로 모방과 유지전략을 고민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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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략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점진적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2.4 제품혁신프로세스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된 제품은 다른 기업들이 차기 제품을 생산할 

때 모방의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모방대상제품의 특성들과 자사 제품의 특성

들의 차이를 비교한 후, 모방대상제품에는 반영되었지만 자사 제품에는 반영

되지 못했던 성능을 반영하고자 한다. 기업이 모방한 성능을 개발하여 제품에 

반영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었다면, 기업은 해당 성능을 제품에 추가하게 된다. 

그러나 모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해당 성능을 제품에 그

대로 모방할 수 없다면, 기업들은 그보다 낮은 성능을 제품에 반영한다. 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해당 제품을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은 차기에도 기존 제품과 

같은 제품을 출시한다. 

기업이 모방대상제품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여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보다 나은 특성을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기업의 점진적혁신율로 정의하고, 확률

에 의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 기업은 구조적 선택을 하는 주체로, 

혁신결과물이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면 해당 성능을 제품에 탑재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제품의 특성은 항상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

으로 진화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기업의 급진적혁신은 제품의 특성이 추가되어 소비자의 효용이 급격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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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급진적혁신을 수행한 기업은 3분기 동안 제품혁신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점을 전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3분기가 지나

면, 후발기업들이 해당 특성을 모방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급진적혁신을 수

행한 기업의 지위를 위협한다. 이와 같은 제품혁신프로세스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하며, 이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점점 도태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은 휴대폰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휴

대폰의 진화논리를 중점적으로 규명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균일한 행동패

턴을 보이는 소비자의 수는 2,000명이며 기업은 5개이다. 각 기업은 하나의 

제품만을 출시하며, 각 제품은 10개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

뮬레이션 기간을 총 40기로 설정하였으며 한 기를 한 분기로 가정하였다. 즉, 

시뮬레이션 기간은 총 40분기로 10년으로 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은 총 1,000

회 반복되었다.  

진화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기업별로 혁신 루

틴과 진입전략이 다른 경우를 가정하여 기본 가정과 다른 상황들을 상정하였

다. 기업별 혁신 루틴이 동일하며 진입전략이 모두 동일한 모델을 대조군으로 

하여, 기업별 혁신 루틴이나 진입전략의 차별화가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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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델별 가정 

모델 기업별 혁신 루틴 진입전략 

1 특성 동일 동시진입 

2 특성 다름 동시진입 

3 특성 동일 특정 기업 선발 진입 

4 특성 다름 특정 기업 선발 진입 

 

먼저 (표 4)와 같이 기업별 혁신 루틴을 각 기업의 특성별 혁신 능력으로 

표현하였다. 기업별로 특성이 다르다고 가정한 경우에, 1번 기업과 5번 기업

은 대조군으로 평균 수준의 모방 능력과 혁신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2번 기업은 기술 모방능력이, 3번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능력인 

급진적혁신이, 4번 기업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개선하는 능력인 점진적혁신이 

뛰어난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의 시장 진입시점을 달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기 시장에는 

소수 기업만이 존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초기에 1번 기업의 제품만이 존재하고 뒤이어 4개 기업

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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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방 및 혁신 확률 

 
특성1 특성2 특성3 특성4 특성5 특성6 특성7 특성8 특성 9 특성 10 

모방 확률 (%) 

특성 동일 30 20 15 40 20 40 40 30 5 15 

특성 

다름 

기업1 30 20 15 40 20 40 40 30 5 15 

기업2 60 40 30 80 40 80 80 60 10 30 

기업3 30 20 15 40 20 40 40 30 5 15 

기업4 30 20 15 40 20 40 40 30 5 15 

기업5 30 20 15 40 20 40 40 30 5 15 

급진적혁신 확률 (%) 

특성 동일 0 0 0 0 10 15 15 10 8 15 

특성 

차별 

기업1 0 0 0 0 10 15 15 10 8 15 

기업2 0 0 0 0 10 15 15 10 8 15 

기업3 0 0 0 0 20 30 30 20 16 30 

기업4 0 0 0 0 10 15 15 10 8 15 

기업5 0 0 0 0 15 22.5 22.5 15 12 22.5 

점진적혁신 확률(%) 

특성 동일 20 30 10 5 30 0 0 0 20 25 

특성 

다름 

기업1 20 30 10 5 30 0 0 0 20 25 

기업2 20 30 10 5 30 0 0 0 20 25 

기업3 20 30 10 5 30 0 0 0 20 25 

기업4 40 60 20 10 60 0 0 0 40 50 

기업5 30 45 15 7.5 45 0 0 0 30 37.5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추정하기 위해 도입한 각 특성별 헤도닉 계수

는 (표 5)와 같다.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도입된 시기를 구분하여 헤도닉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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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였다. 스마트폰 도입 이전의 헤도닉 계수는 시장조사기관인 ㈜메트

릭스에서 2004년에 실시한 ‘모바일센서스 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하

였으며 스마트폰 도입 이후의 헤도닉 계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

흥원이 2011년 11월에 조사한 ‘2011년 하반기 제4차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를 토대로 적용하였다6.  

 

(표 5) 헤도닉 계수 및 초기 특성값 

제품특성 초기 특성값 계수(피처폰) 계수(스마트폰) 

특성1 화면크기 1 4.40 15.40 

특성2 내장메모리 1 2.51 6.48 

특성3 메시지기능 1 7.90 3.88 

특성4 통화품질(통신) 1 2.78 7.20 

특성5 카메라기능 0 58.40 28.69 

특성6 MP3기능 0 17.50 8.60 

특성7 DMB기능 0 2.51 6.48 

특성8 GPS/네비게이션 0 4.00 1.97 

특성9 OS성능 0 - 11.00 

특성10 AP칩셋성능 0 - 10.30 

 

스마트폰 도입 이전에 평가대상이 된 제품특성과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평

가대상이 된 제품특성의 종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데이터의 공통

적인 항목인 화면크기의 헤도닉 계수를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은 특성들의 헤

                                            

 

 
6 두 데이터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GDP디플레이터

를 적용하여 불변가치로 환산하였음. 



29 

 

도닉 계수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 때, 스마트폰 도입 이전과 이후의 헤도

닉 계수들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조사되지 않은 특성들의 헤

도닉 계수와 조사된 특성들의 헤도닉 계수의 합을 100이라고 가정하여 유실

된 값들을 추정하였다.  

휴대폰 특성들 중, GPS/네비게이션, DMB기능, MP3기능 등은 기능의 탑재 

여부로만 반영되었으며, 메시지기능은 MMS와 SNS를 통한 메시지기능 등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처폰

에서는 카메라기능, MP3기능이 소비자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내장메모

리용량, 화면크기, 메시지기능, 통화품질, DMB기능, GPS/네비게이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스마트폰에서는 화면크기, 카메라기능, OS성능, AP칩

셋성능 등이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특성들이

라고 볼 수 있는 화면크기, 내장메모리, 메시지기능, 통화품질 등이 휴대폰에 

탑재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6개의 특성들 – 카메라기능, MP3기능, DMB기

능, GPS/네비게이션, OS성능과 AP칩셋성능 – 이 추가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휴대폰 특성들의 모방난이도와 혁신난이도를 살펴보면, 메시지기능이나 OS

성능, AP칩셋성능 등과 관련된 제품특성은 모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들

인 것으로 보았다. 특히 메시지기능의 경우 메시지기능을 단순히 문자메시지

기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의 iMessage와 같이 고유한 속성을 지

닌 메시지기능으로 확장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급진적혁신성에서 OS성

능은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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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OS성능의 급진적혁신성을 상대적으

로 낮게 설정하였다. GPS/네비게이션, DMB기능, MP3기능과 같이 급진적혁신

이 발생한 이후에 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는 기술들에 대한 점진적혁신성은 0

으로 설정되었다. 내장메모리, 카메라, OS성능, AP칩셋성능 등은 일단 기업이 

해당 특성을 제품에 적용하여 출시한다면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값들이

기 때문에 이들의 점진적혁신성을 다른 특성들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통화품질은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딘 통신기술의 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점진적혁신성을 매우 낮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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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 동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신제품개발전략을 수행하고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먼저 (그림 2)를 통해 휴대폰 

시장 초기부터 휴대폰에 적용되어 진화가 이루어진 특성들을 살펴보면, 특성

값들은 모두 수렴하며, 기업별 제품의 특성값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업들이 모두 동일한 신제품출시전략을 택하면서 제품들의 특성

이 분화되며 하나의 특성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초기에 

소비자들은 5개 기업의 제품들 중에 랜덤으로 선택하지만, 기업들이 선택한 

두 전략에서 기업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5개 기업들 중 특정기

업의 제품만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다음으로 휴대폰 산업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탑재된 특성들을 살펴보면 

((그림 3) 참조), 특성이 도입되는 시기에 기업별 제품의 특성값은 다양하지

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추가된 특성들을 살펴보면, OS성능과 AP칩셋성능의 특성값들은 점점 다양해

지는 것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품특성들이 처음 도입

될 때, 기업들에서 서로 다른 특성값을 가지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다가 

특정 시기가 지나면 우수한 특성값으로 제품의 특성값이 수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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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폰 도입 이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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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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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기업의 전략에 따른 제품의 판매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기업

들의 시장점유율은 기업의 전략이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보

인다. 초기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으로 책정되었으나, 이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7. 전체 시뮬레이션 기

간 중에서 성과가 가장 우수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22%이며, 성과가 가

장 저조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평균치인 2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언제든 기업들

의 시장지배력이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결과를 통해,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이 동일한 경우에, 

기업들은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배적

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신제품개발에서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장에

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7 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수는 각각 400명이며, 총 소비자의 수가 2,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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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별 제품판매량 추이 – 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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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제품개발전략 차별, 진입전략 동일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른 신제품개발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제

품특성들의 발현은 급진적혁신에 집중하여 신제품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업

3)에서 발생하였다((그림 5)참조). 반면에 제품특성들이 향상되는 진화는 주

로 점진적혁신에 집중하여 신제품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업4)과 모방전략에 

치중하여 신제품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업2)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6)을 통해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에 발현된 특성들의 진화를 살펴

보면, OS성능과 AP칩셋성능은 초기 기업3의 급진적혁신의 결과물로 도입되

었다. 그러나 기업3은 점진적혁신이나 모방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2, 기업4, 기업5에게 선도적인 위치를 내어주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전에도 보인다. 카메라기능, MP3기능, 

DMB기능, GPS/네비게이션 기능 등과 같이 기존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여 제

품을 출시하는 것은 기업3이 가장 빨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특성 

단위의 분석에서는 후발주자 격인 기업2, 기업4, 기업5에게 추격당하였다. 즉,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한 후에 지속적인 기술혁신이나 모방전략을 제품개

발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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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폰 도입 이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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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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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을 통해 제품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에 따

른 시장지배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점진적혁신과 모방전략, 점

진적혁신과 급진적혁신을 대체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

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

머지 전략을 활발히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모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

업의 시장지배력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 이는 기업에서 모방

전략을 통해 시장선도기업의 제품의 성능을 추격하고, 모방에 완전히 성공한 

이후 혁신전략을 통해 시장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급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카메라기능과 같이 소비자의 선

호도가 높은 기능을 추가하였을 때에만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지속적으로 급진적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급진적혁신 중심 기업의 시장지배력 변화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휴대폰

에 카메라기능과 MP3기능 등이 추가되었을 때, 급진적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들의 시장지배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모방, 점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게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내어준다. 그나마 휴대폰에 카메라기능과 MP3기능 등이 추가될 때 기업3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소비자들이 카메라기능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

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후,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기업3은 시장점유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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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기회를 살

리지 못하고 도태되었다8. 즉,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신속

하게 제품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급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업3이 

보완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8 본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한 헤도닉 계수들 중, OS성능과 AP칩셋성능에 대한 값들이 상대적으

로 낮았기 때문에 급진적혁신의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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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업별 제품판매량 추이 –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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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제품개발전략 동일, 진입전략 차별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모두 동일한 신제품개발전략을 선택하지만, 특정

기업 하나만 시장에 선발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산업 초기에 도입된 제품특성들은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선발기업인 기업1에 의해서 진화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모방하기 쉬운 제품특성일 경우에 수렴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점진적혁신과 모방이 발생하기 어려운 제품특성일 경우에 수렴하는 시간이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특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품특성들은 기존 제품특성의 

진화양상과 비슷한 진화양상을 보인다. 모든 기업에서 유사한 수준의 제품특

성을 제품에 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발기업에서 선발기업의 제품특성

보다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개발전략

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후발기업들이 선발기업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발기업들이 이점을 가지는 제품특성의 경우, 선발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의 특성들만으로는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선발기업이 산업의 진화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발기

업이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은 낮지만, 후발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은 상

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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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폰 도입 이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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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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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업과 후발기업들의 차이는 제품의 판매량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0) 참조). 초기 선발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였으나 후발기업이 발생함과 동시

에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선발기업은 선발진입의 이점을 후발기업이 

발생하기 전까지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의 기술을 모방하여 선발기업을 추격을 하는 양상을 보

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의 시장우위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발기업과 후발기업들의 신제품개발전략에는 차이가 없으

므로, 후발기업들이 선발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혁신전략은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차이

는 좁혀지며 경쟁시장의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모방율이 혁신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으므로, 혁신을 통해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선발기업의 이점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발기업은 여전히 후발기업에 대

한 시장우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후발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도 선발기업의 시

장지배력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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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업별 제품판매량 추이 – 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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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제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 차별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모두 차별화된 신제품개발전략을 선택하며 특정

기업 하나만 시장에 선발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휴대

폰 산업 초기에 도입된 제품특성들은 선발기업인 기업1에 의해서 진화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2)참조). 특히 내장메모리, 메시

지기능 등은 기업1에 의해 진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업이 두 특성들을 시장 

초기에 점유하는 것이 제품특성진화를 주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화면크기의 경우, 초기에 기업1의 주도로 진화하지만, 이후 점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인 기업4에 의해 특성진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메라기능은 모방전략 중심기업에 의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휴대폰에 특성이 추가될 때,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성의 성능이 시장에 도입되어 향상되기 시작

하면 그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제품개발전략이 차별화

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제품진화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그림 11) 스마트폰 도입 이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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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발현된 제품특성의 진화 경향 – 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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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을 통해 기업별 제품판매량을 살펴보면, 선발기업이 초기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지만, 시뮬레이션 중기 이후에 모방전략 중심 기업과 점진

적혁신 중심기업에게 시장선도자의 위치를 내어준다. 이는 선발기업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후발기업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후발기업들은 선발기업의 위협에 대응하여 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인 모방전략과 점진적혁신전략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선발기업의 위협을 

극복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는 급진적혁신의 수행 이후, 그 외의 신제품개발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른 후발기업들보다 점진적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후발기업이 제품진화를 주도하며, 이를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

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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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업의 제품판매량 추이 – 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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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과비교 및 시사점 

4.1에서 4.4까지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으

며, 각 결과물을 비교하면 크게 진입전략과 신제품개발전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점진적혁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

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선발기업

의 이점은 존재하지만, 후발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에 의해 선발기업의 이점은 

점차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후발기업이 점진적혁신이나 모방전략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면, 선발기업은 후발기업에 시장점유율을 내어주게 된다. 

그러나 후발기업이 후발기업의 기본 전략인 모방전략이나 점진적혁신전략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급진적혁신전략에만 치중한다면 선발기업의 위협

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통해, 후발기업은 선발기업

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점진적혁신전략이나 모방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선발기업은 후발기업에게 시장지배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델별 결과물을 비교하여 진입전략과 신제품개발전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모델 1과 모델 3을 비교해보면, 두 모델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들 간의 진화속도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이는 

기업별로 신제품개발전략에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때, 내장메모리의 성능은 초기 진입기업에 의해 진화가 



53 

 

주도되며, 그 외의 특성들도 초기 진입기업에 의해 진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림 14)를 통해 산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비교

해보면, 구현 가능한 기술수준은 초기 진입기업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상

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진화에는 관심이 없으

며, 그저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로 신제품개발전략이 다른 모델 2와 모델 4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14)를 통해 제품진화의 속도를 살펴보면, 모델 2와 

모델 4의 진화속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델 2에서 제품진화가 가

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참조). 네 가지 모델에서 진화속도의 차이

를 볼 수 없는 특성들 - DMB기능, MP3기능, GPS/네비게이션, 통화품질 – 

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의 진화속도를 비교해보면, 모델 2에서 진화가 빠른 

특성들은 화면크기, 내장메모리, 메시지기능, OS성능 등이었으며 모델 4에서 

진화가 빠른 특성들은 카메라기능, AP칩셋성능 등이었다. AP칩셋성능과 카메

라기능 등의 진화속도가 모델 4에서 가장 빠르지만, 모델 2에서의 진화속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델 2에서 제품특성들의 진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경쟁환경에 있으며 기업들의 신제품개발

전략이 다를 때, 제품의 진화가 가장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면, 모델 2와 모델 4에서 제품의 특성이 빠르게 진

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장 치열한 경쟁과 모방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모든 제품을 고려할 수 있고,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시점에 제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에, 제품 간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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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로 다른 모방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의 상호작용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모델별 제품진화속도 비교 

 
화면크기 카메라기능 메시지기능 메모리 OS성능 CPU성능 

모델 1 10.84 16.86 4.89 12.28 1.96 2.83 

모델 2 14.39 22.18 6.56 18.20 2.27 3.67 

모델 3 10.54 16.92 4.53 11.82 1.95 2.94 

모델 4 13.12 22.93 5.22 14.85 2.34 3.70 

 

다음으로 신제품개발전략이 제품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별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판매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하면, 제품 

간 판매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제품 출

시를 통한 경쟁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진입전략이 제품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선발기

업과 후발기업의 전략 선택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기업1이 가장 먼저 시

장에 진입하였고, 선발기업의 이점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중반 이후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우위 지속 기간은 소비자의 선택 및 기업의 특성 차

이에 따라 달라진다. 모델 4에서, 뒤늦게 진입하였지만, 점진적혁신 능력이 뛰

어난 기업4와 모방 능력이 뛰어난 기업2가 빠르게 기업1의 시장점유율을 잠

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선발기업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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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혁신이나 모방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후발기업은 선발기업의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혁신을 집중적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품진화모형에서의 제품혁

신은 모방에 기초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후발기업은 모방전략을 바탕으로 선

발기업의 위협에 대처하고, 점진적혁신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점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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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품특성 진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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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루틴이 반영된 기업의 신제

품개발전략과 진입전략이 휴대폰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소비자의 제품구매의사결정의 상호작용이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

을 기업의 혁신 루틴과 진입전략을 달리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제품진화논

리는 환경적 선택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가격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논리를 보완

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기업의 혁신 루틴이 다를 때 제품

의 진화는 더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진입전략이 

동일할 때, 제품의 진화는 더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초기부터 기업들의 경쟁이 활발히 발생하여, 혁신과 모방이 다른 환경일 때보

다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규진입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늘려 다른 루틴을 가진 신규진입기업들이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진입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선발기업으로 시장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혁신능력과 모방능력이나 신제품개발에 대한 의지가 후

발기업들에 비해 부족하다면, 선발기업의 이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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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후발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방전략을 통해 선발기업을 추격하

며 선발기업의 우위를 넘어서기 위해 혁신전략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혁신적인 기업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기업 역

시 일정수준의 모방능력을 유지해야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

었다. 이는 모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향후에 혁신을 수행할 기회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향후 신규 진입자들이 보완해야 할 역량이나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에서 특정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품개발을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모방을 중심으로 제품혁신을 수행

하는 기업과 점진적혁신을 중심으로 제품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

다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점진적혁신과 모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공유

의 장(pool)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소비자의 효용을 도출하는 함수에서 헤도닉 계수의 정

확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평가하는 요소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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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실제 시장환경에서는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더라도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좋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효용이 감소되어야 하는

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역량이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에 따라 변하는 제품진화양상을 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을 도출하는 함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제품데이터를 확보하여 헤도닉가격함수를 도출하고 실제 환경과의 

비교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실제 환경에 근접

하게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헤도닉가격모형에 초점을 맞춰 향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제품의 물리적 특

성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도출된 관계식으

로 헤도닉가격함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과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전문가의 직관을 반영한다면 현실을 반영한 미래예측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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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민감도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상에서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이 변할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변하는 변동폭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방전략, 점진적

혁신, 급진적혁신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

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부록 1.1), (그림 부록 1.3), (그림 부록 1.5)와 같이 기업에서 

신제품개발전략에 대한 역량을 증가시킬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부록 1.2), (그림 부록 1.4), (그림 부록 

1.6)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기업이 신제품개발전략을 모방이나 혁신을 적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면 기업의 시장지배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상에서 기업의 신제품개발전략의 변화는 기업의 시장점

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제품개발전략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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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1) 모방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모방특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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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2) 모방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모방특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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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3) 급진적혁신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급진적혁신특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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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4) 급진적혁신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급진적혁신특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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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5) 점진적혁신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점진적혁신특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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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6) 점진적혁신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기업2의 점진적혁신특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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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products evolve by the interaction 

between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and firm’s routine. By 

using Agent-Based Model (ABM), it is applied to simulation model. The 

simulation is focused on mobile phone industry where five firms are 

involved and the firms’ routines are assumed to be divided into four, 

imitation, incremental innovation, radical innovation, and others. 

Furthermore, consumers purchase behavior is estimated by adopting 

hedonic pricing model which reflects shadow price of the products.  

From the results obtained, if each firm's entry strategy were the same, 

but innovation routine of each firm were different, the product evolution 

would occur more rapidly. It is considered that imitation focusing firm 

and incremental innovation focusing firm entered the market initially, and 

from the time of entrance they had caused product evolution by 

performing imitation and incremental innovation through constant 

competition. In addition, new product characteristics were mainly 

introduced by the radical innovation focusing firm and the evolution of 

the adopted characteristics were mostly developed by the imitation 

focusing firm and the incremental innovation focusing firm.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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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of firms increased more in case that the adopted product 

characteristics were improved than in case that the new product 

characteristics were introduced. Therefore, it is derived that imitation 

focusing firm and incremental innovation focusing firm dominated the 

market.  

It means that the evolution of products is selected by economic system. 

This research also help the government set up new policies to support to 

fecund environments for new entrants, thus it is expected to help policy 

makers as a tool for creating new environment and for control market 

competition.   

 

Keywords: Product evolution, Innovation routine, Agent-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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